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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인사말
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지나가고 생동하는 봄이 다시 찾아
왔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일터에서 바쁜 시
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1p

학회 회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올해 8월에 개최될

회장 인사

‘2018년 세계 기생충학회’ 준비와 지난 3월 19일에

•2p
임원진 현황
제14차 세계기생충학회(ICOPA) 소식
- 대회장 인사말
- ICOPA-2018 조직위원회 소식

•6p
인물탐구

동경 Research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Global
Health and Medicine(NCGM)에서 개최된 ‘Forum- Cheju’와 일본 기생충학회
에 참석하였던 일들을 간략히 전하겠습니다.
‘ICOPA-2018’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19일 ‘Forum- Cheju’와 일
본 기생충학회에 참석하여 ICOPA에서 계획하고 준비된 내용을 소개하였습
니다. 학회 후에 만찬회에도 참석하여 채종일 대회장님께서 “한·일 간의 기
생충학, 열대의학회가 그동안 남다른 협력과 경쟁으로 양국의 학회가 발전해
왔음을 강조 하셨고, 일본 측에서도 많은 호응으로 화답해서 일본학회의 대구
방문이 성황리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행하신 많은 조
직위 관계자분들과 일본의 김혜숙 교수의 연계 노력으로 더욱 촘촘하게 일본

•11p

측 학회 회원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14차 세계 기생충학회

신임교수 소개

(ICOPA-2018)’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채종일 대회장님, 용태순 조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직위원장님등과 많은 조직위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생충학교실 조교수 송현범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 조교수 원은정

또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번 제주 포럼과 일본 학회에 참석해서 일본의 기생충학
회와 열대의학회의 활동과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
본은 특히나 열대의학회에 많은 보건과학대학과 간호학과 출신자등 보건인들의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14p
소재은행 소개

•15p
도서 소개

이들이 여러 의료인들과 함께 JAICA 사업을 진행하고 학회 내에서도 많은 활동
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도 일본에 학회구성과 활동들
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학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며, 회원님들의 풍성한 결실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소식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홍

•17p

보부장 배영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주포럼 참관기

2018년 4월 9일

공지사항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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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진 현황
구분

성 명(소속)

구분

성 명(소속)

회장

박 현 (원광의대)

교육위원장

심서보 (건국의전원)

부회장

조신형 (질병관리본부)

학술상위원장

신호준 (아주의대)

감사

양현종 (이화의대), 공현희 (동아의대)

기록보존위원장

서 민 (단국의대)

편집위원장

홍성종 (중앙의대)

총무부장

신은희 (서울의대)

기금위원장

유재란 (건국의전원)

학술부장

한은택 (강원의전원)

학술용어위원장

손운목 (경상의대)

기획홍보부장

배영안 (가천의대)

정보위원장

이용석 (순천향대)

국제협력부장

전복실 (경희의대)

❖ 제 14차 세계기생충학회(ICOPA) 소식
❖ 대회장 인사말
ICOPA(세계기생충학회) 대구 대회를 앞두고
채종일(명예회원; ICOPA 2018 대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후부터는 매 4년 터울로 여러 국가를 옮겨

제14차 ICOPA(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y), 즉 세계
기생충학회 제14차 총회 및 학술대회가(대회장 : 채종일, 조직

다니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표 1 참조).

위원장 : 용태순, 사무총장 : 이영하) 2018년 8월 19일부터 24일

이번 제14차 ICOPA는 대주제를 특이하게 정한 점 외에도 여

까지 대구시 북구에 소재한 대구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리게

러 가지 독특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먼저, 8월

된다. 우리 학회가 2014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13

19일(일) 저녁에는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인사를 나누기 위한

차 ICOPA 총회에서 차기 ICOPA 유치 제안을 하여 당시 경쟁

Welcome Reception이 성대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8월 22일(수)

국이었던 태국(방콕)을 제치고 승리하여 개최권을 따낸 결과다.

오후에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탐방 투어 프로그램이

이번 대구 ICOPA는 학술대회 대주제로 “Parasites : Harms and

진행될 예정이다. 8월 24일(목) 저녁에는 초청연사와 신청자들

Benefits to Animals and Humans”를 선정하였다. 기생충을 인간

을 대상으로 하는 갈라디너(Gala Dinner)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에게 해로운 병원체로서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인간에게 도움을

이 외에도 학술대회 기간 중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제공하는 런천

줄 수도 있다는 점까지 널리 감안하여 연구해야 함을 강조하기

(Luncheon) 세미나, IFTM-WFP 합동 심포지엄 및 만찬 행사 등이

위한 것이다.

진행될 예정이다.

ICOPA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기관은 WFP(World Federation

특강인 Plenary Lecture가 매일 2-3편씩 총 15편 이상이 진행

of Parasitologists), 즉 세계기생충학자연맹(현 회장 : 덴마크의

될 예정이며, 120개 이상의 학술 세션이 6개의 크고 작은 방

Dr. Jörgen Kurtzhals)이고 매 4년마다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국

에 배정되어 열띤 발표와 토론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정규 학술

가(지역 학회)가 바뀌게 된다. 즉, 한국은 2018년도 제14차 학

세션 이외에도 10여 개의 부속 심포지엄(satellite meetings), 즉

술대회를 주관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국가(학회)이다. 이 연

Forum Cheju, Asian-Pacific Congress of Parasitic Zoonoses, NTD

맹 (WFP)은 1960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처음 결성되었으며

Asia, SUK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histosomiasis Contro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ichinellosis 국제회의 석상에서 발

RNAS+, WPRO Seminar, Shinpoong Pyramax Seminar, SOVE

제하여 결성) 지금까지 약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ICOPA

Meeting, IFTM 30th Anniversary Symposium, Taenia asiatica

학술대회는 4년 후인 1964년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그 첫 행사가

Research Group Meeting, Global Schistosomiasis Alliance 등이 동

개최된 후, 6년 후인 1970년에는 미국 와싱턴디시에서 제2차 대

시다발적으로 개최되어 학술대회를 매우 풍요롭게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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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및 동반자들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 이번 제14차 ICOPA 힉술대회에 학회 평

있다. 주변의 유명한 볼거리인 안동 화훼마을, 양동 민속마을,

의원님 및 회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커다란 격려 또한

합천 해인사, 청송 도자마을, 경주 불국사, 첨성대, 석굴암 등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참가신청, 초록 등록 등 필요한 정보

있으며 학술대회 종료 후에도 서울, 제주 등지를 여행할 수 있

는 홈페이지(http://www.icopa2018.org/)에서 얻을 수 있다.

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역대 ICOPA 개최국 및 개최장소
1st ICOPA

연도

국가

도시

1964

Italy

Rome

비고

2nd ICOPA

1970

USA

Washington DC

3rd ICOPA

1974

Germany

Munich

4th ICOPA

1978

Poland

Warsaw

5th ICOPA

1982

Canada

Toronto

1st time

6th ICOPA

1986

Australia

Brisbane

1st time

7th ICOPA

1990

France

Paris

8th ICOPA

1994

Turkey

Izmir

9th ICOPA

1998

Japan

Chiba

10th ICOPA

2002

Canada

Vancouver

11th ICOPA

2006

UK

Glasgow

12th ICOPA

2010

Australia

Melbourne

13th ICOPA

2014

Mexico

Mexico City

14th ICOPA

2018

South Korea

Daegu

15th ICOPA

2022

후보국가

Denmark, Canada, France

2nd time
2nd time
Venue : EXCO

❖ ICOPA-2018 조직위원회 소식
■조직위원회 활동 상황
1. 조직위원회 회의 개시 일시 및 장소
제22차 : 2017년 9월 15일(금), 서울역 프리미엄라운지 회의실

② Zhongdao Wu(Sun Yat-Sen University, China)

제23차 : 2017년 9월 28일(목), 서울역 티원(T1)

③ Karl Reinhard(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USA) –
Scientific Committee

제24차 : 2017년 10월 19일(목), 서울역 명가의 홀
제25차 : 2017년 11월 16일(목), 서울역 4층 KTX2 회의실

5) Session Organizer 참여 관련

제26차 : 2017년 12월 6일(수), 대구 동대구역 해금강

①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평의원대상 Session Proposal 안내완료

제27차 : 2018년 1월 9일(화), 서울역 지하 2층 프리미엄라운지

②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대상 Session Proposal 안내완료

제28차 : 2018년 2월 13일(화), 서울역 지하 2층 프리미엄 라운지

6) 등록 웹사이트 구축 완료

제29차 : 2018년 3월 8일(목), 서울역 지하 2층 프리미엄 라운지

7) 제2차 및 3차 뉴스레터발송 - 발송대상 : 전체홍보DB 6,060

2. 제22차~29차 회의 주요 토의 내용

여개 및 국내 외유관그룹 8곳 대상

1) 메인 주제 확정 - Parasites : Harms & Benefits toAnimals and Humans

8) 초록접수 독려메일 발송

2) 여성 및 수의학 기조 강연자 추가 선정

9) 페이스북 및 트위터개설 연동

3) Honorary Committee 구성

10) 투어코스 확정 및 공지

① Honorary President – 임한종 교수님

11) 연사지정호텔선정관련

② Honorary Committee Member : 명예회원전체

12) 공식사교 진행안 실행계획 작성 완료

4)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추가섭외

13) 참가자 점심제공에 관한 건

① Xing-Quan Zhu(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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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PA-2018 개요
1. 홈페이지 : http://icopa2018.org/index.php

3. 프로그램
Time

2. ICOPA-2018 행사구성
공식프로그램

학술프로그램

사교프로그램

부대행사

Poster Award

Gala Dinner

Exhibition
Tour

Satellite Program

August 23

August 24

Registration
Plenary 13
Plenary 14
Break

S S S S S S S S S S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S S S S S S S S S S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S S S S S S S S S 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 S S S S S S S S S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20min)

Registration

(120min)
Break
Plenary 17
Plenary 18
Closing Ceremony

S S S S S S S S S S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120min)

(120min)

(120min)
Lunch Break

Plenary 1
Plenary 2
Break

Plenary 5
Plenary 6
Break
S S S S S S S S S S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S S S S S S S S S
1 2 3 4 5 6 7 8 9 10

18:00

(120min)

18:30
19:00
19:30
20:00

Welcome Reception

Lunch Break
Plenary 9
Plenary 10
Break
S S S S S S S S S S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20min)

Lunch Break

(120min)

Lunch Break
Plenary 15
Plenary 16
Break
S S S S S S S S S S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Tour

(120min)

Poster Presentation & Exhibition

Reception

August 22
Registration
Plenary 11
Plenary 12
Break

Poster Presentation & Exhibition

Closing Ceremony

Poster Session

August 21
Registration
Plenary 7
Plenary 8
Break

Poster Presentation & Exhibition

Opening Ceremony

Welcome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Registration

August 20
Registration
Opening Ceremony
Plenary 3
Plenary 4
Break

Poster Presentation & Exhibition

Plenary Lectures
Parallel Symposia

August 19

08:00
08:30
09:0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3:30

Break

Gala Dinner

4. 등록비
•등록비 규정(국내 참가자 경우 1천원 환율적용)
Early-bird (~5월 31일)

Standard (6월1일~7월 31일)

Late / Onsite (8월 1일~)

Regular

650

700

750

Student

400

450

500

구분

Period Reg. (Two Days)

400

Accompanying Person

200

Gala Dinner

75

•등록비 포함 사항

•취소/환불 규정

- 일반 및 학생 : 학술프로그램 및 전시장 참관, 웰컴 리셉션, 커피

- 7월 31일까지 취소 : 취소 수수료 50USD 공제 후 환불

브레이크, 웰컴 키트 및 네임텍, 22일 투어프로그램

- 8월 10일까지 취소 : 50% Full 등록비 환불
- 8월 11일 이후 취소 및 불참 : 환불 없음

- 동반자 : 전시장 입장, 웰컴 리셉션, 커피브레이크, 네임텍

■분야별 진행 상황
1. 학술/어워드
1) 학술세션
•Session 기본 사항

•Session Organizer 기본 제공사항

- 1세션당 100~120분 시간 배분

- 각 Session Organizer들은 1명의 Keynote Speaker를 섭외

- Keynote Speaker 40분 발표(제안),

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이 동일하게 Keynote Speaker에게도

3~4명의 발표자가 각 20분 발표(제안)

제공됩니다.
- 무료 등록, 숙박 3박

•학술 세션 구성 현황(2018년 3월 8월 현재)
분류
A

내용

세션 수

세션 수락 레터 발송, Keynote speaker 수락, 세션의 모든 정보 완성

59

세션 수락 레터 발송, Keynote 대상 Invitation발송

22

B

세션은 제안하였으나 Keynote 누락

8

C

참여확정, 세션은 미 제안

24

D

참석보류, 고려상태

13

E

미 회신

9

A-1

Total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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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enary Lecturers
•섭외현황 : 12개국 17인 확정(여성 4인 포함)
No.

Name

Gender

Nationality

Nat

비고

1

Prof. AlanCowman

M

Australia

The Walter & Eliza Hall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Malaria : Host Parasite Interactions

2

Dr. AlanFenwik

M

UK

Imperial College

Progress towards Elimination of Neglected Tropical Diseases

3

Prof. BanchobSripa

M

Thailand

Khon Kaen University

Advances in Asian Liver Flukes : From Bench to Community

4

Dr. Carlos Lanusse

M

Argentine

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Pharmacology of anthelmintic drugs : Challenges to optimize
parasite control in resistant populations

5

Prof. Dwight Bowman

M

USA

6

Prof. Felipe Guhl

M

Colombia

Universidad de los Andes

Archeoparasitology : Parasite Ecology and Evolutionary Trends

7

Prof. Jong-Yil Chai

M

Korea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Foodborne Parasites : Status and Issues

8

Prof. Keeseon S. Eom

M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9

Prof. Marcel Tanner

M

Swiss

DNDi

The Fibrinolytic System is Essential for
Plasmodium Infection of
Its Mosquito Vector and Its Mammalian Host
The Good or the Bad? What Helminths are Teaching Us

Cornell University

TBA

Taeniasis and Cysticercosis with
a Historical Review on Taenia Asiatica
Global Health Challenges and the Elimination of Parasitic
Diseases : Chances or Contradictions?

10

Prof. Marcelo
Jacobs-Lorena

M

USA

Johns Hopkins School of
Public Health and Malaria
Research
Institute in Baltimore,
Mayland

11

Prof. Maria
Yazdanbakhsh

F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Medical
Center

12

Dr. Patricia J. Johnson

F

USA

13

Prof. Rebecca J. Traub

F

Australia

14

Prof. Richard

M

UK

University of Glasgow

15

Prof. Simonetta Mattiucci

F

Italy

Umberto I. Hospital

16

Prof. Tomoyoshi
Nozaki

M

Japan

The University of Tokyo

17

Prof. XiaoNong Zhou

M

China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epartment of Microbiology,
Immunology and Molecular
Gene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Melbourne

Cell Biology & Pathogenesis of the Human infective
Parasite Trichomonas vaginalis
Emerging Canine Zoonoses in Australasia :
Challenging the Dogmas.
Learning from Parasites : New Immune Regulators
from Helminths
Anisakis and Anisakiasis (TBA)
Protein and Lipid Trafficking in the Pathogenesis of
Entamoeba Histolytica
Driving Force for Schistosomiasis

3) 초록접수 현황 : 151편(3/7 오전 기준, 기획세션 50편 포함)
4) Satellite Meeting 구성 현황
No.

기관/학회 명

담당

1

NTD Asia 2018

홍성종 교수

2

The Second SUK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histosomiasis Control

홍성태 교수

3

Forum Cheju-20

4

APCPZ

5

TaRG Symposium

6

The 18th Annual Workshop of the Regional Network on Asian Schistosomiasis and Other Helminth Zoonosis (RNAS+)

7

WPRO_ “World Health Organization –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8

SOVE Meeting

9

Global Schistosomiasis Alliance

10

IFTM 관련 (Dinner)

채종일 교수
엄기선 교수
Dr. Malu Venturina
Dr. Rabindra Abeyasinghe
Prof. Helder Cortes
Dr. Lorenzo Savioli / Dr.DavidRoll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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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전시, 후원

3. 무료 공식투어 프로그램 - 총18대 750여명
업체/기관명

금액(원)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한국건강관리협회)

200,000,000

DaeguMetropolitanCity (대구광역시)

135,000,000

Shinpoong Pharm. Co. LTD (신풍제약)

40,000,000

Boehringer Ingelheim

15,500,000

(주)마크로젠

1,000,000

토모큐브

안동(4)

하회마을 / 병산서원 → 전통체험 → 한옥만찬과 공연 → 월영교 야경투어

청송(2)

•제1용추폭포 → 청송 수석 꽃돌 박물관
•청송 백자 도자기 체험 / 청송 백자 물레체험 → 도예촌 → 민예촌 → 꽃돌박물관

경주(3)

천마총 → 교촌마을 → 불국사 → 만찬 → 동궁과 월지

경주(2)

경주양동마을(유물전시관 및 문학관 → 물봉골 코스 → 전통문화 체험)

4,500,000

합천(3)

대장경 테마파크 / 대가야박물관 → 해인사

Caister Academic Press

1,000,000

대구(4)

(주)성현 메디텍

2,000,000

현재 확정 총액

399,000,000

•삼성창조경제센터 → 향촌문화관 → 근대골목투어 → 서문야시장
•디아크 → 유람선 → 서문진나루터 → 남평문씨 세거지
•팔공산 케이블카 → 동화사
•옻골마을 → 83타워

❖ 인물탐구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손운목 교수
손운목 교수 연구의 발자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이

석사학위 논문은 만성 아니사키스증의 생검표본 진단에 도움을

순형 교수님의 안내로 기생충학에 입

주고자 아니사키드 유충(Anisakis and Contracaecum larvae) 횡단

문한 후 1985부터 내 이름이 저자로

면의 형태학적 특징을 관찰한 것이었고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주

들어간 논문이 출간되었다. 그 후 지

걱흡충(Neodiplostomum seoulense)의 체표피 및 생식기의 투과전

난 해까지 33년간 총 260여편의 논문

자현미경적 미세구조를 관찰한 것이었다[1, 2]. 그 이후 여러 종

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논문 중 내가 주

류의 이형흡충류(자루이형흡충, 유해이형흡충, 표주박이형흡충

저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논문을 중

및 고양이이형흡충)와 오리뾰족가시극구흡충(Echinoparyphium

심으로 지금까지 추구해온 연구의 궤

recurvatum), 동양담낭흡충(Metorchis orientalis) 및 만손열두조충

적을 되돌아 보고자 한다. 연구 영역별로 기생충 형태학 및 생물

(Spirometra erinacei) 등의 발육단계별 표피미세구조를 주사전자

학, 증례보고, 숙주-기생충 상호관계 및 생물상(fauna), 역학(국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3, 4]. 대표적인 생물학적 연구로는 이전

내 및 해외)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겠다.

고환극구흡충(Echinostoma cinetorchis), 만손열두조충, 호르텐스극
구흡충(Isthmiophora hortensis) 및 오리뾰족가시극구흡충 등의 생

형태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

활사 완성, 고충(sparganum)을 프라지콴텔 용액, 감마선 조사 및

내가 기생충학 공부를 시작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기계적 절단 등으로 처리한 후 감염력 관찰, 선모충 한국 분리주

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의 여러 실험동물에 대한 감염특성 관찰, 만손열두조충과 북미열

기생충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두조충(S. mansonoides) 각 발육단계별 생물학적 특성 비교, 동양

의 강의가 충실히 진행되었고 기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실험실

담낭흡충의 병아리내에서의 성장 발육상 및 성충의 형태 관찰 등

외에 동물실험실을 갖춘 풍토병 연구소가 따로 있었으며 교실에

이 있다 [5, 6].

없는 실험장비는 타교실이나 타연구소의 협조가 비교적 원활한
편이었다. 아무튼 트레이닝 과정에 기생충 특히, 연충의 형태학적

증례보고

및 생물학적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기를 잘 습득할 수 있었던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에는 충체검출 장흡충류(이전고환극

것이 차후 연구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 임용된 젊

구흡충, 유해이형흡충, 수세미이형흡충, 타카하시흡충) 감염 증

은 시절에는 연구비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경비가 적게

례와 내시경 검출 아니사키드 유충 증례를 주로 보고하였다. 특

들어가는 형태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

히, 아니사키드 유충감염 증례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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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고래회충(Anisakis simplex) 유충 감염 총 30례, 물개회충 유

isolates)가 분자생물학적으로 Trichinella spiralis domestic strain

충 감염(pseudoterranoviasis) 총 4례를 보고하였고 2015년에는 문

임을 보고하였고 인체감염례에서 얻은 연가시를 진주철선충

헌상 보고되어 있는 우리나라 증례를 모아서 분석한 바 있다[7].

(Parachordodes megareolatus) 신종으로 보고하였다[15, 16]. 자연

이 외에도 해산어류의 아니사키드 유충 감염상에 대한 연구, 우

감염 길고양이 소장에서 회수한 소형 이형흡충을 고양이이형흡

리나라 해역별 아니사키스 제1형 유충(Anisakis type I larvae)의 분

충(Acanthotrema felis) 신종으로 명명하였고 동죽조개에서 수집

자생물학적 분석, 실험감염 고양이에서 경시적으로 회수한 고래

한 나경흡충류 피낭유충(gymnophallid metacercariae)을 마우스

회충 유충의 체표피, 배설기관 및 소화기관 등의 미세구조 변화

에 실험감염시킨 후 성충을 회수하여 채씨작은흡충(Parvatrema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렇게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종

chaii) 신종으로 보고하였다[17, 18]. 남해안 여러 지역 반지락에

일 교수와 함께 Oxford Textbook of Zoonoses(2nded.)의 Chapter

서 작은흡충류 피낭유충(Parvatrema spp. metacercariae) 감염상

63. Anisakiosis(Anisakidosis)를 집필하는 영광을 누렸다[8]. 내가

을 조사하였고 참굴큰입흡충(Gymnophalloides seoi)의 자연계 종

보고한 증례의 백미는 국내 선모충의 최초 인체감염이었고 장모

숙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서해안 섬 서식지에서 자연산 참굴을

세선충의 인체감염례, 동양안충 인체감염 2례 보고 및 한국 증례

채집하여 피낭유충 감염상을 조사하였다. 국내 여러 지역 논고

분석, 유충피내이행증 3례, 원포자충 (Cyclospora sp.) 최초 수입증

동(Cipangopaludina chinensis malleata)에서 수집한 극구흡충 피

례, 내시경 검사로 진단된 호르텐스극구흡충 및 이전고환극구흡

낭유충을 실험동물에 감염시킨 후 회수한 성충을 큰고환극구흡

충 증례, Cytomegalovirus와 분선충의 감염으로 야기된 십이지장

충(Echinostoma macrorchis)으로 동정하였고 호르텐스극구흡충

궤양 증례 등이 있다[9-11].

의 새로운 종숙주 보고와 더불어 이 흡충의 동정에 필요한 체지
표(body index)를 정립하였다. 중국산 밀수뱀에서 수집한 조충의

숙주-기생충 상호관계 및 생물상(fauna)

유충(tetrathyridium)을 실험동물에 감염시킨 후 성충을 회수하

이 영역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악구충과 어류

여 유선조충(Mesocestoides lineatus)으로 보고하였고 강원도 양양

매개 흡충류 및 새로운 생물상 정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

군 집쥐에서 외선극구흡충(Echinostoma revolutum)과 오리뾰족가

다. 낙동강 수계 가물치에서 악구충의 유충이 검출되었다는 논

시극구흡충을 검출하였으며 많은 길고양이와 등줄쥐에서 다양한

문을 본 후 악구충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종류의 연충 감염상 및 생물상(helminthic fauna)을 보고하였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미꾸리에서 일본악구충

[19, 20].

(Gnathostoma nipponicum)과 돼지악구충(G. hispidum)의 유충을
검출하였고 검출한 돼지악구충의 초기 3기 유충(early third-stage

역학(국내)

larvae)을 여러 종류의 동물에 실험감염시켜 수용력을 평가하였

국내 어류매개 흡충류 피낭유충 감염상 조사는 대부분 질병관리

으며 돼지악구충 3기유충의 표피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

본부(질본)에서 발주한 용역과제 수행으로 이루어졌다. 장기간

로 관찰하였다. 국내 살모사(Agkistrodon brevicaudus)에서 돼지악

용역과제 수행에 도움을 준 김동수 과장(현재 인하의대 교수), 공

구충 유충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중국산 밀수 능구렁이(Dinodon

윤 교수, 조신형 연구관을 비롯한 질본 관계자 여러분과 직접 조

rufozonatum rufozonatum)에서 돼지악구충 유충을 검출하였다.

사에 참여한 우리 교실의 김정아 조교와 김희주 연구원에게 감사

제주족재비(Mustela sibilica quelpartis)가 일본악구충의 종숙주임

의 말씀을 드린다.

을 최초로 확인하였고 제주도에서 채집한 참개구리, 대륙살모

낙동강 하류 참붕어, 한반도 위도별 주요 수계에서 채집한 담수

사 및 유혈목이 등에서 일본악구충의 제3기 유충을 검출하였

어, 섬진강 수계 담수어 등에서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상을 조사

다. 최근에는 미얀마 양곤 시장에서 구입한 늪장어(Monopterus

하였고, 강원도 양양군의 남대천 및 광정천, 우리나라 동해안

albus)에 유극악구충의 유충이 다수 감염되어 있음을 보고하였

과 남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채집한 은어에서 Metagonimus

다[12-14].

spp. 피낭유충 감염상을 조사하였다[21, 22]. 국내 6개 대형 호수

1988년에 숭어에서 수세미이형흡충 피낭유충을 최초로 검출하

에서 채집한 빙어 및 담수어,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경남 산청

여 보고한 후 숙주-기생충 상호관계 관련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

군 경호강, 강원도 여러 강 및 하천, 한탄강 및 임진강 수계 등에

다. 유혈목이에서 고양이주걱흡충(Pharyngostomum cordatum) 피

서 담수어를 채집하여 흡충류 피낭유충 감염상을 조사하였다[23,

낭유충을, 문절망둑에서 자루이형흡충(Stictodora fuscatum), 고양

24]. 전라남도 해남군 및 무안군 반염수어, 전라도 서해안 지역

이이형흡충 및 호르텐스극구흡충 피낭유충 등을 처음으로 검출

숭어 및 문절망둑, 경상남도 진주만 반염수어, 우리나라 전 해안

하였고, 짱뚱어와 까치짱뚱어가 여러 이형흡충류의 제 2 중간숙

지역에서 채집한 숭어 등에서 이형흡충류 피낭유충 감염상을 조
사하였다[25, 26]. 전라남도 신안군 및 무안군의 참굴, 서해안 지

주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선모충 한국분리주(Korean Trichin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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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채집한 조개류 및 참굴 등에서 흡충류 피낭유충 감염상을

harinasutai) 피낭유충을 검출하였고 비엔티안 한 시장에서 구입

조사하였다[27].

한 논우렁이에서 큰고환극구흡충 피낭유충을 검출하였다[35,
36].

역학(해외)

캄보디아 기생충관리사업은 2006년부터 1, 2차 2차례 6년간 진

해외 어류매개 흡충류 피낭유충 감염상 조사는 대부분 한국건강

행되었다. 나는 연 2회씩 총 12차례 진행된 사업에 모두 참여하

관리협회(건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국제보건의료

였으며 “대변검사법 및 연충란 동정법” 파일을 만들어 한·캄보

재단(KOFIH) 등에서 시행한 해외기생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디아 양측 참여 전문가 교육 및 검변에 도움을 주었다. 캄보디

이루어졌다. 사업에 동참하게 배려해 주신 임한종, 이순형, 채

아 사업에서 좋았던 점은 각 사업지역 말라리아센터에 검사실을

종일 건협 전.현 회장님과 사업에 함께 참여하였던 민득영, 엄기

마련하여 현지에서 바로 검사하고 정체가 궁금한 충란이 검출되

선, 홍성종, 용태순 교수님, 건협의 황의혁 본부장, 이건훈 부장,

면 충체수집을 시도하여 학문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었던 점

정후근 부장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과 톤레샵 호수나 앙코르 와트와 같은 인근 관광지를 둘러볼 수

드린다. 사업 진행 순서 및 편이상 베트남, 중국, 라오스, 캄보디

있었던 점이었다. 캄보디아 주민 검변에서 대형흡충란 감염자가

아 및 미얀마 순으로 소개드리겠다.

많은 것이 이색적인 소견이었는데 충체수집 과정을 통하여 극구

채종일 교수와 함께 덴마크 왕립수의과대학 Murrell 교수의 초청

흡충류의 인체감염임을 확인하였다. 푸삿지방(Pursat Province)

을 받아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덴마크의 FIBOZOPA 프로젝트에

어린 학생들로부터 외선극구흡충을, 오다르 민체이(Oddar

참여하였다. FIBOZOPA 프로젝트는 Fishborne Zoonotic Parasite

Meanchey) 주민에서 일로카눔극구흡충(Echinostoma ilocanum)

관련 포괄적인 사업인데 가장 큰 목표는 베트남에서 인체감염 기

을 회수하였으며 프놈펜 및 푸삿 시장에서 구입한 고동(Pila sp.

생충이 없는 양식어류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2004년에는 하노이

& Filopaludina sp.)에서 극구흡충류 피낭유충을 검출하였다[37-

(Hanoi)에서 베트남 내수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류매개

39]. 타케오(Takeo) 및 크라체(Kratie) 지역 주민 및 어류에서 타

흡충류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였고 2005년에는 남딘(Nam

이간흡충의 성충 및 피낭유충 감염을 확인하였고 프놈펜 및 푸

Dihn)이라는 곳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변 및 충체수집 등의

삿 지역 어류에서 인체감염 흡충류 피낭유충을 검출하였다[40-

역학조사를 시행하였다. 더불어 하노이 및 남딘에서 채집한 어류

42]. 숭어에서 수세미이형흡충(Stellantchasmus falcatus) 피낭유충

및 패류를 국내 실험실로 냉장운반한 후 흡충류 피낭유충 감염상

을 검출하였으며 숭어에서 함께 검출한 이형흡충류 피낭유충을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류매개 흡충류 인체감염, 어류의 피

햄스터에 실험감염시킨 후 회수한 충체를 Pygidiopsis cambodiensis

낭유충 감염상 및 성충의 형태, Filopaludina sp. 패류에서 검출한

신종으로 보고하였다[43].

외선극구흡충 피낭유충 및 성충의 형태 등 3편의 논문을 발표하

미얀마 기생충관리사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

였다[28, 29]. FIBOZOPA 교육용으로 만들었던 흡충류 피낭유충

차가 진행되었고 2차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

감별진단 매뉴얼이 Sohn (2009) 종설논문의 바탕이 되었다[30].

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미얀마 양곤 인근 취약지역 초

중국 기생충관리사업에는 뒤늦게 참여하였는데 광서장족자치구

등학생 건강관리사업”으로 미얀마 보건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소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에서 담수어를 채집하여

(National Health Laboratory)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인체감염 흡충류 피낭유충 감염상을 조사하였다[31].

까지 진행된 8차례 사업에 모두 참여하였고 검변, 충체수집, 보

라오스 기생충관리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메콩강

건관계자 역량강화교육 및 연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 감염이 확인되

였다. 사업기간 동안 양곤의 한 어시장에서 구입한 늪장어에 유

어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다. 연충류 인체감염 관련 역학논문

극악구충의 유충이 다수 감염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같은 시장

이 13편 이상 발표되었고 어류를 비롯한 중간숙주의 흡충류 피

에서 구입한 담수어에서 감염률 및 감염량은 높지 않았지만 다양

낭유충 감염 관련 논문이 8편 정도 발표되었다. 어류매개 흡충

한 장흡충류(7종 이상의 이형흡충류) 피낭유충을 검출하였다[44,

류 피낭유충 감염상 조사는 비엔티안(Vientiane Municipality),

45]. 아직 논문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소형흡충란 양성자에서

사바나켓(Savannakhet),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캄무안

타이간흡충 성충을 회수하였고 담수어에서 타이간흡충 피낭유충

(Khammouane), 사라반(Saravane), 참파삭(Champasak) 및 시

을 검출하였다. 미얀마에서는 아직까지 기생충학 연구가 많이 이

엥쿠앙(Xieng Khouang) 등의 담수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각

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중 축적된 자료와 앞으

조사지역별 우점종 흡충의 경향이 인체감염례의 충체수집 결

로 진행을 통하여 더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소견을 나타내었다[32-34]. 루앙프라
방 민물게(Indochinamon ou)에서 하리나수타폐흡충(Paragon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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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hn WM. Life history of Echinoparyphium recurvatum

맺는 말
“서울에 가려면 먼저 서울 가는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어야 한다”

(Trematoda: Echinostomatidae) in Korea. Korean J Parasitol

는 말이 있다. 요즘에는 자가용도 많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

1998; 36: 91-98.

으로 예약 또는 예매가 가능하므로 버스 정류장에 미리 나가 있

7. Sohn WM, Na BK, Kim TH, Park TJ. Anisakiasis: Report of 15

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

gastric cases caused by Anisakis type I larvae and a brief review

해서는 그 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찮가지

of Korean anisakiasis cases. Korean J Parasitol 2015; 53: 465-

이다. 우리 학회 많은 회원들이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한 최신 정

470.

보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한

8. Sohn WM, Chai JY. Chapter 63. Anisakiosis (Anisakidosis).

다. 나름대로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해 일가견을 가지고 연구도

Part 4. Parasitic Zoonoses. Oxford Textbook of Zoonoses (2nd

하고 논문도 발표하곤 하면서 그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 할 것

ed.) (eds, SR Palmer, Lord Soulsby, Paul Torgerson, David W. G.

이다. 그러한 전문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보

Brown). Oxford Univ Press, UK. July 2011, p 776-788.

다 앞서 많이 준비하고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학회에 다

9. Sohn WM, Kim HM, Chung DI, Yee ST. The first human case

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

of Trichinella spiralis infection in Korea. Korean J Parasitol

고자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기생충

2000; 38: 111-115.

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폭 넓게 알고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기생

10. TH Kim, BS Lee, WM Sohn. Three clinical cases of cutaneous

충-숙주 상호관계에 대한 오묘한 법칙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성

larva migrans. Korean J Parasitol 2006; 44: 145-149.

숙하고 깊이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문연구
는 광맥을 찾는 것과 같아서 열심히 파다보면 새로운 줄기가 파

11. Sohn WM, Na BK, Yoo JM. Two cases of human thelaziasis

생되어 나온다. 새로운 학문줄기를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and brief review of Korean cases. Korean J Parasitol 2011; 49:

있는 것은 결국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첨단 연구

265-271.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일수록 기생충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12. Sohn WM, Lee SH. The first discovery of larval Gnathostoma

그러한 업적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세계적인 전문가로 발전하지

hispidum (Nematoda: Gnathostomatidae) from a snake host,

않겠는가? 학문적으로는 기본이 잘 되어 있고 인간적으로는 예의

Agkistrodon brevicaudus. Korean J Parasitol 1998; 36: 81-89.

바르고 겸손하여 난초의 향기를 풍기는 Asa C. Chandler 박사가

13. Woo HC, Oh HS, Cho SH, Na BK, Sohn WM. The Jeju weasel,

정의한 그런 기생충 학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Mustela sibilica quelpartis, a new definitive host for Gnathos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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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ensis n. sp. (Digenea: Heterophyidae) from experimental

17: 117-119.

hamsters infected with metacercariae in mullets from

38. Sohn WM, Kim HJ, Yong TS, Eom KS, Jeong HG, Kim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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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교수 소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조교수 송현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3월 1일

를 한다는 것에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앞으로 오랜 시간 뒤

부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

따르고 함께할 선생님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 자리를 빌

실 조교수로 일하게 된 송현범입니다.

려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기생충학의 발전 뿐 아니라, 기생

저는 200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안과

충감염 퇴치를 통해 사회적 측면에서

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에서 박사

도 큰 역할을 해 온 대한기생충학·열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조교를 거쳐

대의학회의 일원이 된 것을 크나큰 영

이번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기초의

광으로 생각합니다. 눈부신 성과를 이

학연구에 관심이 있었으나, 막연한 불안감에 졸업 후에는 임상의

루기 위해 오랫동안 힘써 오신 여러 학회 선생님들 앞에서 소개

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신경과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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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뇌와 척수의 신경회로에 절망을 하고, 좀 더 간단해 보이

최근 대표 주저자 논문

는 눈에서 그 꿈을 펼쳐보고자 안과에서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였

1. Song HB, Choi MH, Chung EJ. Human laryngeal infection

습니다. 전공의 생활 중에는 한달 가까이 주치의를 맡았던 감염

by Clinostomum complanatum. Am J Trop Med Hyg 2018;

성 각막염 환자가 결국에는 각막이식을 하고, 안구적출에 이르는

98: 7-8.

과정을 지켜보았고, 이를 통해 경험한 무력감 속에서 감염성 질
환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우선 실험 연구의 기본을 배우

2. Song HB, Park SY, Ko JH, Park JW, Yoon CH, Kim DH, Kim
JH, Kim MK, Lee RH, Prockop DJ, Oh JY. Mesenchymal

기 위해 병원 옆에 있는 의생명연구원을 오가며 안구에 발생하는

stromal cells inhibit inflammatory lymphangiogenesis in the

악성종양인 망막모세포종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고, 전문의 자

cornea by suppressing macrophage recruitment in a TSG-6-

격취득 후에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도전해보고자 의과학과 박사

dependent manner. Mol Ther 2018; 26: 162-172.

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눈과 관련된 중개의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시는 김정

3. Song HB, Wi JS, Jo DH, Kim JH, Lee SW, Lee TG, Kim
JH. Intraocular application of gold nanodisks optically tuned

훈 교수님 아래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중개연구를

for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nhibitory effect on retinal

경험하였습니다. 광음향 단층촬영 장비를 이용한 진단적 접근,

neovascularization without unbearable toxicity. Nanomedicine

마이크로니들과 나노입자를 활용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눈에 생

2017; 13: 1901-1911.

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염성 질
환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실험 장소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

4. Jeon S, Song HB, Kim J, Lee BJ, Managuli R, Kim JH, Kim

을 겪던 와중에 최민호 교수님께서 감염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장

JH, Kim C. In vivo photoacoustic imaging of anterior ocular

소를 마련해주시고, 기생충 측면에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셔서 연

vasculature: a random sample consensus approach. Sci Rep

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톡소포자충에 의한

2017; 7: 4318.

신경망막 및 망막색소상피세포층 손상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

5. Song HB, Jun HO, Kim JH, Lee YH, Choi MH, Kim JH.

를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눈톡소포자충증과 그와 관련된 염증질

Disruption of outer blood-retinal barrier by Toxoplasma gondii-

환인 포도막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infected monocytes is mediated by paracrinely activated FAK

박사학위가 끝날 때 즈음, 기생충학교실에서 조교 근무를 시작하

signaling. PLoS One 2017; 12: e0175159.

였고, 이를 통해 기생충학에 대한 열정을 더 키워갈 수 있었습니

6. Song HB, Lee KJ, Seo IH, Lee JY, Lee SM, Kim JH, Kim JH,

다. 병원에서 의뢰되는 샘플에 대한 진단과 학생들 교육에 참여하

Ryu W. Impact insertion of transfer-molded microneedle for

면서 기생충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고, 라오스에서 진행된

localized and minimally invasive ocular drug delivery. J Control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생함도 경험할

Release 2015; 209: 272-279.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행여나 살아있는 기생충이 의뢰

7. Song HB, Jun HO, Kim JH, Fruttiger M, Kim JH. Suppression

되어 오면 한 번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북한 귀

of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canonical channel 4

순 병사에게서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흥분하고 있는 제

inhibits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induced retinal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의 시절 북한 이탈주민들 대상

neovascularization. Cell Calcium 2015; 57:101-108.

으로 진료 지원을 나간적이 있었는데, 당시 눈 검진에 바빠 대변
검사를 해보지 못했던 과거가 떠올라 안타깝고, 평창동계올림픽

8. Rahman SMM, Song HB, Jin Y, Oh JK, Lim MK, Hong
ST, Choi MH. Application of a loop-mediated isothermal

을 맞아 방문한 북한 응원단 기사를 보고선 기생충검사를 해보면

amplification (LAMP) assay targeting cox1 gene for the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것을 보면, 제 머리속 한켠에 기생충

detection of Clonorchis sinensis in human fecal samples. PLoS

학이라는 기생충이 자리잡고 성장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Negl Trop Dis 2017; 11: e0005995. (Coauthor)

끝으로, 제가 기생충 연구를 진행하면서 뵙게 되었던 여러 선생
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

9. Choi HW, Kim J, Kim J, Kim Y, Song HB, Kim JH, Kim K,

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응원이 되었고, 소중
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
생충 연구를 진행하고 학회 발전에 힘쓰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
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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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 조교수 원은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3월 1일부

제가 기생충학의 꿈을 꾸게 해주신 양동욱 교수님, 그 꿈의 발판

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전

을 마련해주신 전남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신종희 교수님, 신명근

임교원 (조교수) 으로 발령받은 원은정

교수님, 제 걸음마를 붙잡아주신 서남의대 김진 교수님, 우리나

입니다. 미처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

라 기생충학의 A부터 Z까지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

리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서면으로나

고 이끌어주신 채종일 교수님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학회 회원님들의 발전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병

감사드립니다.

원에서 인턴 및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를 마치고 진단검사의학
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진단검사의학을 전공한 제가 어떻게 기생충학에 발을 내딛게 되

최근 대표 주저자 논문
1. Won EJ, et al. Strongyloidiasis in a diabetic patient accompanied
by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cause of eosinophilia

었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기생충학

unresponsive to steroid therapy. Korean J Parasitol. 2015; 53:

교실이 없던 터라, 그동안 본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생충학 강

223-226.

의를 진단검사의학교실에서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년
퇴임을 하신 양동욱 교수님(전남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명예교

2. Won EJ, et al. Evaluation of modified formalin-ether

수)께서는 일찍이 본교의 기생충학 전임교원의 필요성에 대해

concentration method using para tube in clinical settings. Ann

절감하시고, 수십년 간 노력하신 끝에 그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

Lab Med 2015; 35: 445-448.

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전공의 수련 과정 중 기생충 감염 분야에

3. Won EJ, et al. Seroepidemiology of toxocariasis and its clinical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생충학과 진단검사의학을 접목한 ‘장내

implications in Gwangju and Jeonnam-province, Korea. Ann

기생충 8종에 대한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법의 개

Lab Med 2015; 35: 449-453.

발과 검증’ 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4. Won EJ, et al. Molecular description of Macroorchis spinulosus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원충류 진단에 흥미를 느끼

(Digenea: Nanophyetidae) based on ITS1 sequences. Korean J

게 되었고, 유럽미생물학회에서 주관하여 네덜란드의 Leiden

Parasitol 2016; 54: 109-112.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진행한 Laboratory Diagnosis of
Human Parasitic Infections’ 국제 워크숍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

5. Won EJ, et al. Multiplex real-time PCR assay targeting eight
parasites customized to the Korean population: potential use for

습니다. 일주일 간의 집중 코스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우

detection in diarrheal stool samples from gastroenteritis

리나라의 기생충학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라는 열망이었습니
다. 그 열망을 따라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로 파견 연수를 가
게 되었고, 짧은 기간동안 기생충학의 교육과 연구의 A부터 Z까

patients. PLoS One 2016; 11: e0166957.
6. Won EJ, et al. Clinical relevance of circulating mucosalassociated invariant T cell levels and their anti-cancer activity

지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n patients with mucosal-associated cancer. Oncotarget 2016; 7:

이후, 기생충을 이용한 연구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감염학 연
구에서 선충류 및 곤충류와 같은 기생충 모델이 포유류 동물 실
험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꿀벌부채명나

76274-76290.
7. Won EJ, et al. Biomarkers for discrimination between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and active tuberculosis disease. J Infect

방(Galleria mellonella)를 이용한 아스페르길루스의 병독성 연구

2017; 74: 281-293.

에 대해 국가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는 기생충을 난치성 면역계 질환에

8. Won EJ, et al. Antifungal susceptibilities to amphotericin

서 면역 조절자로 적용하는 연구를 통해, 기생충을 더 이상 적

B, triazoles and echinocandins of 77 clinical isolates of cryptic

이 아닌 친구로서 질병 치료에 역이용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

Aspergillus species in multicenter surveillance in Korea. Med

습니다. 이제 막 기생충학이라는 학문의 걸음마를 뗀 신임교원

Mycol 2017; doi: 10.1093/mmy/myx067.

으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않는 연구자 및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

9. Won EJ, et al. Diversity of clinical isolates of Aspergillus terreus

하겠습니다.

in antifungal susceptibilities, genotypes and virul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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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ia mellonella model: comparison between respiratory and
ear isolates. PLoS One 2017; 12: e0186086.

❖ 소재은행 소개
❖ 병원성원충 글로벌 중점소재은행
설립
•병원성원충 글로벌 중점소재은행은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소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6년 11월
부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교실에서 운영 중이다.
•아시아지역 연구소재은행 네트워크(ANRRC)에 가입되어 있다.

목적
•병원성원충은 자연계 환경 및 숙주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그 각
각은 종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사를 가짐에 따라 생물
체로서의 특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에

그림 1. 병원성 원충 소재은행 보존 시설 및 전용 연구시설

기생하거나 기생으로 인한 질병 전파의 원인체이며 다양한 유전
제작하거나 배양하여 보관한다.

정보를 갖는 생물생태 매개자로 중요한 생물자원이다.
•병원성원충 소재은행의 설립을 통하여 원충소재들을 수집하고

•현재 국내에서 인체변 4,007건을 확보하여 설사원충체를 분리

이를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

중이며 국내 말라리아 감염 전혈 10건, 항혈청 10건을 확보하

계와 기능적 연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였고, 해외 말라리아 유행지역 주민 전혈 1,181건, 항혈청 563
건을 확보하였다. 또한, 파생소재로는 단백질 클론 11건

주요 추진계획
기간
·
분기

cDNA 3종, genomic DNA 28건을 확보하였다. 국내 말라리

도입기

도약기

완성기

2016년 11월 ~ 2017년 12월

2018년 1월 ~ 2019년 12월

2020년 1월 ~ 2021년 12월

아 환자혈액 1,350건을 기탁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국내 기관에
451건 분양을 하였다.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주요 분류 국내
MILE 체계 소재
STONE 구축 확보

해외 네트
소재 워크
확보 구축

분양
체계
구축

인력
양성

해외
파견

품질
관리

소재
은행
확장

국내
소재
확보

•병원성 원충소재 수집을 위하여 중앙대학교, 경상대학교, 한

해외
소재
확보

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보건환경
연구원, 광주광역시보건환경 연구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국내·외 소재수집, 분류

발전
단계

및 보존, DB화, 네트워크
구축, 홍보, 분양기반시설
확충 등 관리 체계 확립
및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국내·외 영역 소재수집,
보존, 분양 등 체계구축 완
료, 인력양성 및 해외파견

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어 국립보건연구원, 대한기

품질관리, 해외소재은행
확장, 소재 지속적 확보,

생충학·열대의학회,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 연구원과의 협

국내·외 구동 시스템 구축

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공동사업으로 미얀마 북부의

등 신 서비스 개발

등 연동 구축

학연구소와의 LOI를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권의 우간다, 케
냐의 보건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및 LOI 체결을

병원성 원충 소재의 확보 및 분양

준비 중이다.

•말라리아, 톡소포자충, 작은와포자충, 람블편모충, 이질아메바,
원포자충, 가시아메바, 파울러자유아메바, 질편모충, 리슈만

분양관련 사항

편모충 감비아파동 편모충 및 기타 병원성 원충에 속하는 매개

•병원성 원충소재 및 파생자원 분양

체 및 식중독 유발로 전파되는 원충 중심 소재 및 그 파생소재

-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배양하거나 분리한 병원성 원충 및

인 단백체와 유전체 및 인체유래 산물들을 확보하여 표본으로

cDNA genomic DNA library, 유전자 클론, DNA chi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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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생자원을 공여하여 소재의 특성연구에 적극 활용하

재자원 교환 관련 업무를 박사과정 연구원 1인 및 학사급 연구원

도록 유도한다.

2인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분양절차
- 분양신청서 제출 → 접수 → 분양 통보 → 병원성 원충소재/

위치안내

파생자원 및 관련 정보 송부 → 접수 확인

병원성원충 소재은행 구성
•운영관리팀
병원성 원충 소재은행의 행정 홍보, 병원성 원충소재의 분양과
기탁·수집, 및 병원원성 원충소재 및 유전자 목록집 작성과
교육세미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선임급 연구원 1인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급 연구원 1인과 학사급 연구원 1인이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소 |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자원관리 및 보존 연구팀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339호 병원성원충소재은행

병원성 원충 표준주 및 임상주 수집, 보존, 관리, 동정, 분류,
DNA 추출 및 표본제작과 보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지하철 | 수인선 인하대역 4번 출구(운동장방향),
5번 출구(정문방향)

선임급 연구원 1인과 박사과정 연구원 1인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광역버스 | 1601(서울역), 9200(강남역)

•정보관리팀
병원성 원충 소재은행의 홈페이지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

•전화 | 032)860-9811

워크 구축, 정보 구축 및 제공,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소

•E-mail | asksay@hanmail.net

❖ 도서 소개
❖ 한국 기생충감염의 연구와 퇴치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연구총서의 하나로 2017년 12월에 “한국 기생충감염의 연구와 퇴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순형, 채종일, 홍성태 3인으로 이순형 명예교수가 전체를
기획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집필하였고 장흡충과 관련된 부분을 채종일 교수가, 간흡충을
홍성태 교수가 집필하였다.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총론은 4개 장을 담아서 기생충학 발달사 개관, 기생충
학의 학문적 특성과 정의, 우리나라 기생충감염의 발자취, 기생충학 교육•연구기관 및 관
련단체의 태동과 발전을 기술하고 있다. 이 총론은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우리나라 기
생충학과 기생충감염의 학문적 체계정립 이전 과거 기록을 소개하고 기생충감염의 일반적
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러면서 한국동란 이후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시작한 학술적인 초
기활동으로 1954년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각 대학의 기생충학교실 창설과 독립된 교과목으
로 교육 시작, 대한기생충학회 창립, 학술지발간과 교과서 출간, 연구소 설립 등을 소개하
였다. 초창기 기생충학자들의 헌신으로 기생충학의 연구와 교육이 자리를 잡고 전공인력을
키워서 국내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과거 빈곤과
함께 국내에 만연하였던 기생충감염의 실태와 이를 퇴치하기 위한 “한국기생충박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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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1964년)과 “기생충질환예방법” 제정(1966년)을 비롯한 여

제10장은 폐흡충증에 대한 국내 문헌을 정리하고 서울대학교 기

러 국가적인 노력을 기록하고 있다. 이 총론은 기생충학과 기생

생충학교실이 주도한 이락촌폐흡충(오히라폐흡충과 동의어)의

충감염 퇴치에 대한 역사서라고 할 만큼 빠짐없이 초창기 관련

논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사항을 충실하게 기록하였다.

제11, 12장은 장흡충증에 대한 연구업적이다. 장흡충증은 서울

각론은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기생충 주제 별로 서울대학교 기

대학교 기생충학교실이 사상충증, 회충증, 간흡충증과 함께 집

생충학교실의 연구업적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중에서 3, 4, 5

중한 연구 주제이다. 11장은 11종의 이형흡충과(科) 장흡충에

장은 국가적인 장내기생충 퇴치사업과 전국 단위 실태조사, 아

대하여 12장은 8종 극구흡충과(科) 장흡충과 그 외 장흡충류에

시아기생충관리기구 활동, 장내기생충의 효율적 퇴치를 위한 연

대하여 방대한 연구업적을 국내 뿐 아니라 동남아 일대의 자료

구와 결과 등 장내기생충 퇴치와 관련된 활동내용을 정리하였다.

도 포함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장을 집필한 채종일 교수는 장

전국 실태조사 내용은 다른 여러 문헌도 소개하고 있지만 특히 초

흡충 연구로 세계 제1인자임을 자타가 공인한다. 인체 기생 장

창기 활동 위주로 도표를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여기서 5장에 주

흡충에 대하여 국문으로 정리된 책으로는 가장 상세하게 집대

로 기술된 회충증의 역학 연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많이 인용

성한 충실한 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

된 귀중한 업적인데 지면상 너무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 아쉽다.

제13장은 국내 발생 인체감염 기생충증 중에서 학술적 또는 기

1장은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 창설 직후의 연구를 정리하였고

록으로 가치가 있는 증례보고를 정리하였다. 의학 기생충학에

2장은 당시 새로 도입된 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생충의 생리와 대

서 향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사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들 연구는 일관된 주제를 지속하여 깊

제14장은 국제보건의료 지원사업을 기술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이있게 수행하였다기 보다 연구비와 연구설비 없이 당시에 할 수

성공적인 기생충 퇴치경험을 토대로 기생충 감염이 만연하고 있

있었던 최소한의 연구를 소개한 것이다.

는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수단의 기생충감염 퇴치사업을 지

제6장은 사상충증 연구를 다루었는데 비로소 연구비를 지원받

원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경험은 앞으로 예상되는 외국에서의

아서 일관된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사상충증 생물학, 역학,

여러 기생충 사업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00년부터

임상, 집단투약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좋은

2007년까지 이어진 북한기생충감염 관리 지원사업을 정리하였

결과를 얻어 논문들이 세계적으로 인용되었고 이 업적으로 서

다. 과거부터 동아시아 일대가 모두 장내 기생충의 고도 유행지

병설 교수가 WHO의 사상충증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 참여하게

이었으나 일본, 우리나라, 중국 동부와 동북부 등 주위에서 모

되었고, 여러 학술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음을 기술하였

두 기생충감염이 없어지고 북한에서만 과거 수준으로 고율로 잔

다. 당시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의 연구 능력을 크게 발휘한

존하고 있다. 장내기생충 감염에서 현재 북한은 동아시아의 갈

업적이라 하겠다.

라파고스이다. 남북한이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면 북한의 기생충

제7장은 서울주걱흡충과 인산주걱흡충, 제8장은 참굴큰입흡충

감염은 보건문제 우선 순위 사업대상이 될 것이다.

을 다루고 있다. 이들 장흡충은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원들

전반적으로 이 책은 우리나라 기생충감염에 대하여 연구와 퇴치

이 사상충증 연구 이후에 일관된 주제로 연구한 장흡충의 성과

사업 업적을 정리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저

인데 이 3종 모두 신종으로 명명하고, 서울주걱흡충과 참굴큰

자들 세대가 지난 다음에는 이런 기록을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

입흡충의 인체 감염례를 확인하여 인체기생충으로 세계에서 처

이 포함되어 있어 그 가치를 가진다. 다만 한국의 기생충학 연구

음 기술한 업적이다. 이 장흡충들은 분포와 감염이 국소적이기

라는 제목에 비하여 연구업적은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 업적

는 하지만 새로운 인체기생충증을 학술적으로 구명하고 기술하

위주로 소개되어 있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였다는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로 내세울 만하다.

고 이 책의 주저자인 이순형 명예교수의 생애 마지막 학술업적으

제9장은 간흡충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국내에서 만연하던

로 예상되는 이 책은 이순형 교수의 문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양매개성 장내선충이 모두 없어진 후에 남아 있는 유일한 기생

기생충학 초창기의 실정을 상세하게 정리하였기에 전공자들이나

충성 보건문제가 간흡충증이다. 과거부터 만연하였고 국내외적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으로도 중요성이 있는 기생충이고 생물학, 역학, 분자생물학, 면
역학, 진단, 치료, 집단관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금도
여러 연구자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이다. 이 장은 서울대
학교 기생충학교실이 주도한 연구업적 50여 편의 핵심 내용을 간
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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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포럼 참관기
❖ 제19회 포럼제주 (2018), Korea-Japan
Parasitologists’ Seminar Forum Cheju-19 & JSP
2018년 3월 16일 (금) - 18일 (일), 포럼제주와 일본기생충학회가

두 번이나 마련되어, 연세대 용태순 교수께서 ICOPA 2018 세

일본 동경 신주쿠에 위치한 Research Institute, National Center

계기생충학회를 안내하고 참석을 독려 하였으며 (사진), 한국에

for Global Health and Medicine 에서 열렸다. 총 40개의 연제(구

서 준비한 ICOPA 2018기념품을 나누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

연 11개, 포스터 29개)가 Malaria, Food-borne parasitic diseases /

섰습니다. 이에 일본기생충학회 많은 회원 분들이 2018 ICOPA-

Neglected tropical diseases, 그리고 Vector borne-and water-borne

Korea(Daegu) 참석을 적극 독려하기로 약속하였다. 첫 날 포럼

diseases / Protozoan diseases 등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 되어 발

제주를 마치고 일본학회 측에서 환대한 저녁식사를 대접하여 주

표 되었다. 이 번 포럼제주 우리 회원 40여명이 참석하여서, 일

셔서, 학술적인 나눔도 있었겠지만 정 넘치는 친교의 장이 연출

본-한국 학자간의 학문적인 활발한 교류를 이어 갔다 (기념사

되기도 하였다.

진). 특히 올해 대구에서 개최되는 ICOPA를 홍보하는 자리가

❖ 공지사항
❖ 제26회 기초의학 학술대회

❖ 제14회 세계기생충학회 (ICOPA)

1. 일시 | 2018년 6월 29일(금)

1. 일시 | 2018년 8월 19일(일) ~ 24일(금)

2. 장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 장소 | 대구 엑스코

3. 주최 | 기초의학 : 4차산업혁명과 미래의학의 플랫폼
4. 참여학회 |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
바이러스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
생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의
사학회, 대한해부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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